베트남의 주요 금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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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와 베트남 보건의료부

1

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2015 년 세계성인담배조사(Global Adult Tobacco Survey,
2

GATS) 에 따르면, 베트남의 흡연인구는 약 1 천 560 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흡연인구

중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1.1%로 파악된 반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전체 남성 인구의
거의 절반 수준인 45.3%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의 경우
동년 기준 42%로 조사돼 OECD 회원국 기준으로는 4 위에 올랐을 정도로
주요

1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베트남은

이보다도

더

높은

보건의료부(Bộ Y tế)는 베트남의 정부기관으로, 인민의 건강보호에 관한 국가의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2

세계성인담배조사(Global Adult Tobacco Survey, GATS)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가별 성인인구의

흡연실태를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각 국의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조사로, 2007 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각 국의 성인 흡연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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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흡연율을 기록하며 전세계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은 15 개국 에 포함되기도
4

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흡연율을 관리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모두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5

의 비준국으로, 담배에 대한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광고·판촉·후원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의

확대,

조세정책을

통한

담배가격의 인상 등 흡연과 관련된 질병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FCTC 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이행 항목들 중 회원국들의 평균
이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제 8 조(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
제 16 조(미성년자의 담배판매 및 구매) 등에서도 베트남은 아직 FCTC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 이행률은 물론 회원국들의 평균
이행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1> 세계보건기구 FCTC 의 조항별 세계 평균 이행률
내용

조항

2016 년

2018 년

담배연기 노출로부터의 보호

제8조

87%

88%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제 11 조

64%

77%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및 구매

제 16 조

59%

70%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 제고

제 12 조

59%

71%

3

Vietnamnet, Jun. 1, 2018, "Hút thuốc top 15 thế giới, mỗi năm 40.000 người Việt ra đi," <

https://vietnamnet.vn/vn/suc-khoe/suc-khoe-24h/hut-thuoc-top-15-the-gioi-moi-nam-40-000nguoi-viet-ra-di-454312.html> (2019.6.28.최종방문).
4

Bnews, May. 30, 2018, "Giá thuốc lá của Việt Nam nằm trong số 15 nước thấp nhất thế giới,"

<https://bnews.vn/gia-thuoc-la-cua-viet-nam-nam-trong-so-15-nuoc-thap-nhat-thegioi/86014.html> (2019.6.28.최종방문).
5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이란, 흡연과 관련된 질병과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주도한 세계 최초의 보건 관련 국제협약으로 담배의 공급과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총 11 장 38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 년 9 월
기준으로 총 181 개국이 이 협약에 비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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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무

제5조

57%

66%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제6조

56%

64%

담배제품의 불법 거래

제 15 조

50%

61%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규제

제 13 조

57%

61%

담배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

제 10 조

48%

57%

연구, 감시, 정보교환

제 20 조

41%

51%

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 감소 조치

제 14 조

42%

51%

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

제9조

40%

48%

환경 및 인간의 건강 보호

제 18 조

35%

35%

책임

제 19 조

24%

28%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활동 지원 제공

제 17 조

13%

15%

출처: FCTC 세계이행보고서, 세계보건기구, 2018.

이에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8 년 9 월 2 일 「베트남 건강프로그램을
승인하는 정부 총리의 결정 6 」 제 1092/QĐ-TTg 호의 공포를 통하여
베트남 정부의 흡연율 관리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직장에서의

특히

‘성인

간접흡연율’

남성의

항목을

흡연율’,

‘가정

정부차원에서

내

간접흡연율’,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2030 년까지 목표로 정한 흡연율에 도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의 담배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금연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베트남

정부에서

계획

중인

주요

금연규제

추진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6

결정(Quyết định, 決定)이란, 정부 또는 각 기관·직속단위의 관리기능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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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주요 조항
베트남 헌법 제 38 조에 따르면 모든 베트남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타인의 생활 및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헌법 제 38 조>
1. 모든 사람은 건강을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으며, 의료보건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평등할 권리가 있고 예방, 진단, 치료에 관한 규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다른 사람 및 공동체의 생활,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1. Mọi người có quyền được bảo vệ, chăm sóc sức khỏe, bình đẳng trong việc sử
dụng các dịch vụ y tế và có nghĩa vụ thực hiện các quy định về phòng bệnh,
khám bệnh, chữa bệnh.
2. Nghiêm cấm các hành vi đe dọa cuộc sống, sức khỏe của người khác và cộng
đồng.

이 헌법 조항을 근거로 베트남 국회는 2012 년 6 월 18 일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09/2012/QH13 호를 통과시켜 담배의 공급원을 통제하고 담배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 법률은 총 5 장 35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 년 6 월 15 일에 제정된 「기본계획에
관련된 11 개 법률의 일부조항 개정법」 제 28/2018/QH14 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되었다.

<베트남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1 조 조정 범위>
1. 이 법은 담배의 공급원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통제조치와 병행하여 담배의
이용수요를 줄이는 조치에 관하여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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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uật này quy định về các biện pháp giảm nhu cầu sử dụng thuốc lá, biện
pháp kiểm soát nguồn cung cấp thuốc lá và điều kiện bảo đảm để phòng, chống
tác hại của thuốc lá.

1. 담배의 정의
베트남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09/2012/QH13

호

제 2 조제 1 항에 따르면, “담배”란 담배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되고
궐련 시가, 각련(刻煙) 7 , 파이프담배 또는 다른 형태로 가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에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베트남은

전자담배(thuốc lá điện tử)에 대한 정의 규정을 관련 법령에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표 2> 담배, 전자담배의 정의
국가

베트남

대한민국

조항

정의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2 조제 1 항)

담배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되고
궐련, 시가, 각련(刻煙), 파이프담배 또는
다른 형태로 가공되는 제품

담배사업에 관한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시행조치
및 일부조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제 3 조제 2 항)

담배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되고,
피우기 위하여 궐련·시가·각련의 형태로
가공되거나 피우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
위한 기타 형태로 가공되는 제품

담배사업법
(제 2 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7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각련(Thuốc lá sợi)이란, 흡연이 가능하도록 말린 후 썰어져 나온 연초의 한 종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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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출처: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09/2012/QH13 호, 베트남 국회, 2012.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2019.

그러나 전자담배도 베트남 법령에서 일반 담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베트남 관세총국의 공문
제 2091/TCHQ-GSQL 호에서는 전자담배의 수입절차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내흡연에 관한
처벌수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간항공분야의 행정위반처분에 관한
의정

8

」 제 147/2013/NĐ-CP 호에서도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일반 담배의 흡연 시 부과되는 벌금과 동일한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수입에 관한 재무부 관세총국 공문 제 2091/TCHQ-GSQL 호>
9

담배, 시가의 수입에 대하여 규정하는 2013 년 12 월 30 일자 통자 제 37/2013/TTBCT 호 및 2014 년 2 월 18 일자 산업무역부의 공문 제 1173/BCT-XNK 호의 제언에
근거하여, 전자담배 품목의 수입은 담배, 시가의 수입에 대하여 규정하는 2013 년
12 월 30 일자 산업무역부 통자 제 37/2013/TT-BCT 호 규정에 따라 수입담배
품목과 동일하게 관리된다.
Căn cứ Thông tư số 37/2013/TT-BCT ngày 30/12/2013 quy định nhập khẩu thuốc
lá điếu, xì gà và ý kiến tham gia của Bộ Công Thương tại công văn số
1173/BCT-XNK ngày 18/02/2014 thì việc nhập khẩu mặt hàng thuốc lá điếu điện
tử được quản lý như đối với mặt hàng thuốc lá nhập khẩu theo quy định tại
Thông tư số 37/2013/TT-BCT ngày 30/12/2013 của Bộ Công Thương quy định
nhập khẩu thuốc lá điếu, xì gà.

8

의정(Nghị định, 議定)이란,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부 총리가 공포하는 시행령을 말한다.

9 통자(Thông tư, 通諮)란, 법령을 근거로 상급기관(국회, 국회상무위원회, 국가주석·총리)으로부터 특정
분야의 관리를 위임받거나 해당 기관의 관리영역에 속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각부 장관,
부급 기관장, 정부직속 기관장이 공포하는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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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분야의 행정위반처분에 관한 의정 제 147/2013/NĐ -CP 호 제 8 조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규정 위반>
2. 다음의 행위를 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3 백만동에서 5 백만동

10

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기내의 흡연, 전자담배를 포함함
2. Phạt tiền từ 3.000.000 đồng đến 5.000.000 đồng đối với cá nhân có hành vi
sau đây:
a) Hút thuốc, kể cả thuốc lá điện tử trên tàu bay;

2. 흡연자의 의무
베트남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13 조에 따르면, 흡연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실내에서 아동, 여성,
임산부, 환자 또는 고령자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도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흡연이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 시에는 공공위생을 지키고 규정에
따라서 흡연해야만 한다.

<베트남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13 조 흡연자의 의무>
1. 금연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2. 아동, 여성, 임산부, 환자, 고령자가 있을 때는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3. 흡연이 허가된 장소에서 흡연 시 규정된 적절한 곳에 담배꽁초, 담뱃재를
버리고 공중위생을 지킨다.
1. Không hút thuốc lá tại địa điểm có quy định cấm hút thuốc lá.
2. Không hút thuốc lá trong nhà khi có trẻ em, phụ nữ mang thai, người bệnh,
người cao tuổi.

10

베트남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베트남 동(VND)의 2019 년 7 월 1 일 기준 환율은 1,000 동에

49.8 원이므로, 3 백만동과 5 백만동은 각각 149,400 원, 249,000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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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iữ vệ sinh chung, bỏ tàn, mẩu thuốc lá đúng nơi quy định khi hút thuốc lá
tại những địa điểm được phép hút thuốc lá.

3.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 원칙
베트남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3 조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모든 사람이 담배연기가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담배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담배의 부정적인 영향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여 담배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담배로부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3 조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 원칙>
1.

담배의

공급원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통제조치와

병행하여

담배의

이용수요를 줄이는 조치의 시행에 집중한다.
2. 담배가 유발하는 폐해 및 담배 이용률의 점진적 감소를 목적으로 담배의
폐해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 교육, 소통에 중점을 둔다.
3.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 관련 상호연계, 사회적 참여,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4. 모든 사람이 담배연기가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근무하며, 담배의 폐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1. Tập trung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giảm nhu cầu sử dụng thuốc lá kết hợp
với biện pháp kiểm soát để từng bước giảm nguồn cung cấp thuốc lá.
2. Chú trọng biện pháp thông tin, giáo dục, truyền thông để nâng cao nhận thức
về tác hại của thuốc lá nhằm giảm dần tỷ lệ sử dụng thuốc lá và tác hại do
thuốc lá gây ra.
3. Thực hiện việc phối hợp liên ngành, huy động xã hội và hợp tác quốc tế
trong phòng, chống tác hại của thuốc lá.
4. Bảo đảm quyền của mọi người được sống, làm việc trong môi trường không
có khói thuốc lá và được thông tin đầy đủ về tác hại của thuốc lá.
-8-

4.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베트남 정부는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9 조에서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짜담배와 밀수담배의 제조·매매·수입·취득·운송이 금지되며, 담배의 광고
및 판촉,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마케팅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더하여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11에서는 2018 년 8 월 30 일
「베트남 영화·무대작품에서 담배를 이용하는 배우의 장면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 25/2018/TT-BVHTTDL 호를 공포함으로써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영화 및 무대작품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의
표현 및 묘사를 전면 금지했다.

<베트남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9 조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1.

가짜담배

및

담뱃갑,

궐련의

형태

또는

모형으로

설계된

제품을

제조·매매·수입·취득·운송하거나, 밀수된 담배·담배원료를 매매·취득·운송하는 행위
2. 담배를 광고·판촉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를 마케팅하는
행위
3. 기아 근절 및 빈곤 퇴치의 목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단체인 담배사업자가 행하는 재정적 지원
4. 만 18 세 미만인 자가 담배를 구매·이용하거나, 만 18 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5. 만 18 세 미만인 자를 담배의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
6. 만 18 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 공급하는 행위
7. 자판기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금지된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8. 아동용 출판물·신문에 담배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
9. 다른 사람이 담배를 이용하도록 강요, 강권하는 행위

11

문화체육관광부(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는 베트남의 정부기관으로, 문화, 체육, 관광에 관한

국가의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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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ản xuất, mua bán, nhập khẩu, tàng trữ, vận chuyển thuốc lá giả, sản phẩm
được thiết kế có hình thức hoặc kiểu dáng như bao, gói hoặc điếu thuốc lá; mua
bán, tàng trữ, vận chuyển nguyên liệu thuốc lá, thuốc lá nhập lậu.
2. Quảng cáo, khuyến mại thuốc lá; tiếp thị thuốc lá trực tiếp tới người tiêu
dùng dưới mọi hình thức.
3. Tài trợ của tổ chức, cá nhân kinh doanh thuốc lá, trừ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ều 16 của Luật này.
4. Người chưa đủ 18 tuổi sử dụng, mua, bán thuốc lá.
5. Sử dụng người chưa đủ 18 tuổi mua, bán thuốc lá.
6. Bán, cung cấp thuốc lá cho người chưa đủ 18 tuổi.
7. Bán thuốc lá bằng máy bán thuốc lá tự động; hút, bán thuốc lá tại địa điểm
có quy định cấm.
8. Sử dụng hình ảnh thuốc lá trên báo chí, xuất bản phẩm dành riêng cho trẻ
em.
9. Vận động, ép buộc người khác sử dụng thuốc lá.

현재 베트남에서는 흡연이 가능한 법적 최소연령을 만 18 세로 정하고
있다. 베트남의 담배 구매가 가능한 법적 최소연령은 다른 나라와 비교 시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나, 담배의 구매가 불가능한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여 법을 위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속·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담배 구매의 법적 연령 및 담배와 관련된
금지 행위 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2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베트남에서는

흡연인구의 약 60.7%가 만 7 세에서 만 13 세의 어린 나이부터 담배를

12

Infonet, Sep. 2, 2017, "Cấm trẻ dưới 18 tuổi mua thuốc lá, chẳng ai sợ vì chưa bị phạt,"

<https://infonet.vn/cam-tre-duoi-18-tuoi-mua-thuoc-la-chang-ai-so-vi-chua-bi-phatpost235927.info> (2019.6.28.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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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고 피우기 시작한다고 세계청소년흡연조사(Global Youth Tobacco Use
Survey, GYTS)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13

III. 금연정책 추진현황
베트남 정부는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4 조에 규정된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기준으로 금연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1 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담배의 공급과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담배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세제정책 등 각종 정책의 활용으로 흡연율을 낮춰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4 조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에 관한
국가 정책>
1.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자원을 사회화한다.
2. 담배의 이용율을 줄이기 위하여 적합한 세금정책을 적용한다.
3. 담배의 제조·사업활동은 담배공급원의 점진적 감소목적에 부합하고, 담배의
이용수요 감소에 부합하여야 한다.
4. 국내외의 개인·기관·단체가 금연치료, 담배 자문용역의 제공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여건을 마련하며, 담배의 금연치료 방법 및 담배의 폐해에 관하여
연구하고, 담배의 금연치료제를 제조·연구하며,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에 대한 협력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담배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금연하도록 한다.

13

Bnews, May. 30, 2018, "Giá thuốc lá của Việt Nam nằm trong số 15 nước thấp nhất thế giới,"

<https://bnews.vn/gia-thuoc-la-cua-viet-nam-nam-trong-so-15-nuoc-thap-nhat-thegioi/86014.html> (2019.6.28.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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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배를 재배·제조하고, 담배원료를 가공하는 각 개인, 단체의 직종 전환을
장려하고 제반 여건을 마련한다.
6.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에 성과를 낸 개인, 기관, 단체에 포상한다.
1. Xã hội hóa các nguồn lực để thực hiện công tác phòng, chống tác hại của
thuốc lá.
2. Áp dụng chính sách thuế phù hợp để giảm tỷ lệ sử dụng thuốc lá.
3.

Hoạt động sản xuất, kinh doanh thuốc lá phải phù hợp với mục tiêu từng

bước giảm nguồn cung cấp thuốc lá, phù hợp với việc giảm nhu cầu sử dụng
thuốc lá.
4. Khuyến khích, tạo điều kiện cho cơ quan, tổ chức, cá nhân trong nước và
nước ngoài tham gia cung cấp dịch vụ tư vấn, cai nghiện thuốc lá; nghiên cứu
về tác hại của thuốc lá, các phương pháp cai nghiện thuốc lá; nghiên cứu và sản
xuất thuốc cai nghiện thuốc lá; hợp tác, tài trợ cho phòng, chống tác hại của
thuốc lá; người sử dụng thuốc lá tự nguyện cai nghiện thuốc lá.
5. Khuyến khích, tạo điều kiện cho các tổ chức, cá nhân trồng cây thuốc lá, sản
xuất thuốc lá, chế biến nguyên liệu thuốc lá chuyển đổi ngành, nghề.
6. Khen thưởng cơ quan, tổ chức, cá nhân có thành tích trong phòng, chống tác
hại của thuốc lá.

1. 담배 가격정책
베트남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담배의 가격은 한 갑에 20,000 동(약
990 원) 정도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베트남 담배 가격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15 개국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14

또한

담배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35.67%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인 70%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전세계의 평균에 해당하는 56%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14

VNExpress, Jun. 19, 2018, "Giá thuốc lá Việt Nam rẻ nhất thế giới do thuế thấp,"

<https://vnexpress.net/suc-khoe/gia-thuoc-la-viet-nam-re-nhat-the-gioi-do-thue-thap3940468.html> (2019.6.28.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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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담배가격, 담배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국가

담배가격(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베트남

약 990 원
(20,000 동)

35.67%

대한민국

4,500 원

73.85%

약 4,740 원
(17 링깃)
약 11,100 원
(13 싱가폴달러)
약 1,780 원
(21,666 루피아)
약 3,230 원
(86 바트)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52.72%
66.23%
57.44%
73.48%

출처: 담배가격 및 담배세금에 관한 보고서, 세계보건기구, 2017.

이에 정부는 담배의 경우 한 갑에 1,000 동(약 50 원), 시가의 경우에는
한 개비에 10,000 동(약 500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세금체계 개편안을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020 년과
2021 년에도 각각 담배가격의 5%에 달하는 세액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5

2.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그림 및 문구 관련 정책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09/2012/QH13 호의 제 15 조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15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제조되는

담배는

반드시

담뱃갑

Bnews, May. 30, 2018, "Giá thuốc lá của Việt Nam nằm trong số 15 nước thấp nhất thế giới,"

<https://bnews.vn/gia-thuoc-la-cua-viet-nam-nam-trong-so-15-nuoc-thap-nhat-thegioi/86014.html> (2019.6.28.최종방문).

- 13 -

포장지에 건강에 대해 경고하는 그림·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경고문구는 반드시 베트남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경고그림 및 문구는 명확하고, 보기 쉬우며,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해야 함

-

일련번호, 바코드의 인쇄 또는 부착

-

제조일자, 사용기한의 표시

-

담뱃갑 포장지에 담배의 개비 수 또는 중량 표시

-

담배 및 담배연기의 폐해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거나, 폐해가
적다고 이해하게 만드는 용어의 사용 금지

또한 담뱃갑의 경고내용은 이용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2 년에 한 번씩
해당 경고내용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15 조 담뱃갑 포장지의 건강 경고문 인쇄,
표시>
1. 베트남에서 소비하기 위하여 제조·수입되는 담배는 담뱃갑 포장지에 건강
경고문이 인쇄, 표시되어야 한다.
2. 베트남에서 소비하기 위하여 제조·수입되는 담배는 베트남어로 표시되어야
하며, 제품 표시사항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다음의 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명확하고 보기 쉬우며 이해하기 쉽도록 건강 경고그림 및 문구가 인쇄되어야
함
b) 일련번호, 바코드를 부착하고, 제조일자, 사용기한을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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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담뱃갑 포장지에 개비 수를 명확히 기재하고, 다른 형태의 담배인 경우
중량을 기재해야 함
d) 담배 및 담배연기의 폐해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거나 폐해가 적다고 이해하게
만드는 용어의 사용 금지
3.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내용은 건강 및 기타의 적합한 내용으로 담배이용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야 하며, 2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4. 담뱃갑의 경고그림 및 문구는 담배상자, 담배보루, 담뱃갑의 전면과 후면
면적의 적어도 5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
5. 수출되는 담뱃갑의 표시사항은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6. 보건의료부 장관은 산업무역부 장관과 협력하여 이 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4 항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대한 건강 경고문의 표시, 인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7. 정부는 시기별로 적합한 건강 경고문의 인쇄면적 확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Điều 15. Ghi nhãn, in cảnh báo sức khỏe trên bao bì thuốc lá
1. Thuốc lá được sản xuất, nhập khẩu để tiêu thụ tại Việt Nam phải ghi nhãn, in
cảnh báo sức khỏe trên bao bì thuốc lá.
2. Việc ghi nhãn đối với thuốc lá được sản xuất, nhập khẩu để tiêu thụ tại Việt
Nam phải được thực hiện bằng tiếng Việt, theo đúng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hãn hàng hóa và bảo đảm các yêu cầu sau đây:
a) In cảnh báo sức khỏe bằng chữ và hình ảnh bảo đảm rõ ràng, dễ nhìn, dễ
hiểu;
b) Dán tem hoặc in mã số, mã vạch; ghi ngày sản xuất, ngày hết hạn sử dụng;
c) Ghi rõ số lượng điếu đối với bao thuốc lá dạng điếu hoặc trọng lượng đối
với các loại thuốc lá khác;
d) Không được sử dụng từ, cụm từ làm người đọc, người sử dụng hiểu thuốc
lá là ít có hại hoặc hiểu sai về tác hại của thuốc lá và khói thuốc lá đối với
sức khỏe con người.
3. Nội dung cảnh báo sức khỏe trên bao bì thuốc lá phải mô tả cụ thể tác hại
của việc sử dụng thuốc lá đối với sức khỏe và thông điệp thích hợp khác, phải
được thay đổi theo định kỳ 02 năm một lầ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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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ảnh báo sức khỏe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2 Điều này phải chiếm ít nhất
50% diện tích của mỗi mặt chính trước và mặt chính sau trên bao, tút, hộp
thuốc lá.
5. Việc ghi nhãn trên bao bì thuốc lá xuất khẩu được thực hiện theo yêu cầu
của nước nhập khẩu.
6. Bộ trưởng Bộ Y tế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Bộ trưởng Bộ Công thương quy định
cụ thể về ghi nhãn, in cảnh báo sức khỏe đối với thuốc lá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2, 3 và 4 Điều này.
7. Chính phủ quy định cụ thể mức tăng diện tích in cảnh báo sức khỏe phù hợp
với từng thời kỳ.

<표 4> 베트남, 대한민국의 담뱃갑 포장지 표기내용
국가

구분

치아손상

폐암

후두암
베트남
간접흡연

심장질환

사망

경고문구
앞면
Hút thuốc gây hôi miệng
và hỏng răng.
(흡연은 구취 및
치아손상을 유발합니다.)
Hút thuốc gây ung thư
phổi.
(흡연은 폐암을
유발합니다.)
Hút thuốc gây ung thư
họng, thanh quản.
(흡연은 인후암, 후두암을
유발합니다.)
Khói thuốc lá rất có hại
cho thai nhi và trẻ nhỏ.
(담배연기는 태아와
어린이에게 해롭습니다.)
Hút thuốc gây bệnh tim
mạch.
(흡연은 심장질환을
일으킵니다.)
Hút thuốc dẫn đến cái
chết từ từ và đau đớn.
(흡연은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음으로

뒷면
Hút thuốc gây hôi miệng
và hỏng răng.
(흡연은 구취 및
치아손상을 유발합니다.)
Hút thuốc gây ung thư
phổi.
(흡연은 폐암을
유발합니다.)
Hút thuốc gây ung thư
họng, thanh quản.
(흡연은 인후암, 후두암을
유발합니다.)
Khói thuốc lá rất có hại
cho thai nhi và trẻ nhỏ.
(담배연기는 태아와
어린이에게 해롭습니다.)
Hút thuốc gây bệnh tim
mạch.
(흡연은 심장질환을
일으킵니다.)
Hút thuốc dẫn đến cái
chết từ từ và đau đớn.
(흡연은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음으로

옆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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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대한민국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조기사망

치아변색

안내합니다.
폐암 위험, 최대 26 배!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후두암 위험, 최대 16 배!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구강암 위험, 최대 10 배!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심장병 사망, 최대 4 배!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뇌졸중 위험, 최대 4 배!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어른의 흡연,
아이를 병들게 합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흡연은 발기부전을
유발합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흡연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흡연하면
치아의 색이 변합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안내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담뱃갑의 건강경고인쇄·라벨 관련 지침에 대한 연석통자」 제 05/2013/TTLT-BYTBCT 호, 베트남 보건의료부·산업무역부, 2013.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제 2018-112 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2018.

담뱃갑 경고그림의 경우, FCTC 의 가이드라인 제 11 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따르면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며, 해당 그림이 제품 전면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의 현행 법령에 따르면,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그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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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과 후면 모두 적어도 5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FCTC 의 권고기준은 충족하고 있다.

<표 5> 담배의 경고그림 현황
국가

도입연도

베트남

2013

50%

대한민국

2016

50%

평균

표시면적
앞면

뒷면

경고그림
개수

50%

50%

6

50%

50%

10

출처: 「담뱃갑의 건강경고인쇄·라벨 관련 지침에 대한 연석통자」 제 05/2013/TTLT-BYTBCT 호, 베트남 보건의료부·산업무역부, 2013.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제 2018-112 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2018.

<표 6> 베트남 담배의 경고그림

치아손상

폐암

후두암

간접흡연

심장질환

사망
출처: 「담뱃갑의 건강경고인쇄·라벨 관련 지침에 대한 연석통자」 제 05/2013/TTLT-BYTBCT 호, 베트남 보건의료부·산업무역부, 2013.

대한민국의 경우, 담뱃갑 경고그림의 면적은 현재 베트남과 동일한
50%로

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2020 년부터는 경고그림을 기존보다 25% 더 확대하여 담뱃갑 총면적의
75%에 경고그림과 문구가 인쇄되도록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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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한민국 담배의 경고그림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조기사망

치아변색

출처: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제 2018-112 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2018.

<표 8> 대한민국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전자담배
(궐련형 및
기타유형)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출처: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제 2018-112 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2018.

베트남에서도 정부 총리의 시행령인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조치에
관한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의 시행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제 77/2014/NĐ-CP 호 제 11 조에서 세계적 추세, 사회적 상황 및 필요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그림 면적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FCTC

당사국이 경고그림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베트남 정부에서도
곧 경고그림 면적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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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연구역에 관한 정책
FCTC 의 가이드라인 제 8 조(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에 따르면,
실내작업장,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소, 기타 공공장소 등에서 대중을
담배연기의

노출로부터

실행하여야

한다고

보호할

규정하고

수
있다.

있는

효율적인

베트남의

조치를

경우

채택하고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11 조 및 제 12 조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의 금연구역은 크게 ‘전면 금연구역’과
‘흡연자를 위한 시설이 허가된 실내 전면 금연구역’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베트남 정부 총리가
2013 년 11 월 14 일에 공포한 시행령인 「보건의료분야의 행정위반처벌
규정에 관한 의정」 제 176/2013/NĐ-CP 호 제 23 조(흡연금지장소에 관한
규정위반)의

규정에

따라

경고

또는

100,000

동(약

5,000

원)에서

300,000 동(15,000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표 9> 베트남 금연구역의 분류
분류

세부 금연구역
의료시설

실내외 전면 금연구역

전문대학교, 대학교, 학술연구기관을
제외한 교육시설
아동을 위한 양육, 보육, 놀이, 레저시설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구역

전면 금연구역

근무지
실내 전면 금연구역

전문대학교, 대학교, 학술연구기관
흡연자를 위한 시설이 허가된 실내 전면
금연구역을 제외한 공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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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행기, 전동차를 포함하는 전면 금연인 공공교통수단
공항의 격리된 구역

흡연자를 위한
시설이 허가된
실내 전면
금연구역

바(bar), 노래방, 무도회장, 호텔 및 관광체류시설
공공교통수단인 선박, 기차

출처: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09/2012/QH13 호, 베트남 국회, 2012.

<베트남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11 조 전면 금연구역>
1. 실내외 전면 금연구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의료시설
b) 전문대학교, 대학교, 학술연구기관을 제외한 교육시설
c) 아동을 위한 양육, 보육, 놀이, 레저시설
d)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구역
2. 실내 전면 금연구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근무지
b) 전문대학교, 대학교, 학술연구기관
c) 흡연자를 위한 시설이 허가된 실내 전면 금연구역을 제외한 공공장소
3. 자동차, 비행기, 전동차를 포함하는 전면 금연인 공공교통수단
1. Địa điểm cấm hút thuốc lá hoàn toàn trong nhà và trong phạm vi khuôn viên
bao gồm:
a) Cơ sở y tế;
b) Cơ sở giáo dục, trừ các cơ sở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2 Điều này;
c) Cơ sở chăm sóc, nuôi dưỡng, vui chơi, giải trí dành riêng cho trẻ em;
d) Cơ sở hoặc khu vực có nguy cơ cháy, nổ cao.
2. Địa điểm cấm hút thuốc lá hoàn toàn trong nhà bao gồm:
a) Nơi làm việc;
b) Trường cao đẳng, đại học, học viện;
c) Địa điểm công cộng, trừ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và
khoản 1 Điều 12 của Luật này.
3. Phương tiện giao thông công cộng bị cấm hút thuốc lá hoàn toàn bao gồm ô
tô, tàu bay, tàu điệ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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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구역은 금연구역과 분리된 격실로
조성되어야 하며 내부에 환기시스템과 화재방지·예방 설비를 갖춰야만
한다. 또한 흡연실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만들고, 흡연실
내부에 담배꽁초 및 담뱃재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만 한다.

<베트남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12 조 흡연자를 위한 시설이 허가된 실내
전면 금연구역>
1. 흡연자를 위한 시설이 허가된 실내 전면 금연구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공항의 격리구역
b) 바, 노래방, 무도회장, 호텔 및 관광체류시설
c) 공공교통수단인 선박, 기차
2. 흡연자를 위한 시설은 다음의 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금연구역과 분리된 격실과 환기시스템을 갖춰야 함
b) 담배꽁초와 담뱃재를 담는 용기를 비치하고, 쉽게 관찰 가능하고 적절한
위치에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함
c) 화재방지·예방 설비를 갖춰야 함
3. 흡연자를 위한 시설이 허가된 실내 전면 금연구역의 대표자는 해당 구역이
실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장려한다.
4. 정부는 흡연자를 위한 시설이 허가된 실내 전면 금연구역을 시기별로 적합하게
실내 전면 금연구역으로 변경 지정한다.
1. Địa điểm cấm hút thuốc lá trong nhà nhưng được phép có nơi dành riêng cho
người hút thuốc lá bao gồm:
a) Khu vực cách ly của sân bay;
b) Quán bar, karaoke, vũ trường, khách sạn và cơ sở lưu trú du lịch;
c) Phương tiện giao thông công cộng là tàu thủy, tàu hỏa.
2. Nơi dành riêng cho người hút thuốc lá phải bảo đảm các điều kiện sau đây:
a) Có phòng và hệ thống thông khí tách biệt với khu vực không hút thuốc lá;
b) Có dụng cụ chứa các mẩu, tàn thuốc lá; có biển báo tại các vị trí phù hợp,
dễ quan sát;
c) Có thiết bị phòng cháy, chữa cháy.
3. Khuyến khích người đứng đầu địa điểm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t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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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ức thực hiện việc không hút thuốc lá hoàn toàn trong nhà.
4. Chính phủ quy định chuyển địa điểm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thành địa điểm
cấm hút thuốc lá hoàn toàn trong nhà phù hợp với từng thời kỳ.

4. 담배의 판매·진열에 관한 정책
FCTC 의 가이드라인 제 16 조(미성년자의 담배판매 및 구매)에 따르면,
담배 판매점은 판매점 내부에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을
담배제품의

배치하여야

하며,

판매를

금지해야

개방된
한다는

진열대

등을

사용한

직접적인

등의

내용을

담은

‘판매점의

판매·진열에 관한 규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만 18 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나, 판매점 내 담배의 진열에 대해서는 상표별로 제한된 수량만을
진열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FCTC 의 권고사항인 개방된 진열대를 통한
판매의 금지 요구사항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표 10> 베트남의 담배 판매·진열에 관한 규제
분류

내용
흡연 전면 금지구역

담배 판매금지구역

흡연자를 위한 시설이 허가된 실내 전면 금연구역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학연구원, 병원,
조산원, 의료예방센터, 지역 보건소 구역의 경계에서 100 미터
이내의 범위에 있는 장소
담배판매허가서의 발급

담배 판매자의
이행 의무사항

만 18 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판의 설치
담배의 상표별로 한 상자, 한 보루 또는 한 갑을 초과하는 진열의
금지

출처: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09/2012/QH13 호, 베트남 국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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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25 조 담배의 판매>
1. 담배의 판매는 다음의 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담배

관련

기업,

도매대리점,

소매대리점은

정부

규정에

따라

담배판매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b) 담배 도매대리점, 소매대리점의 지점 책임자는 만 18 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판을 걸어야 하며, 소매대리점, 소매판매점은 담배
상표별로 한 상자, 한 보루 또는 한 갑을 초과하여 진열해서는 안 된다.
2. 개인·기관·단체는 이 법 제 12 조제 1 항제 a 호를 제외하고, 제 11 조(전면
금연구역), 제 12 조(흡연자를 위한 시설이 허가된 실내 전면 금연구역)에서
규정하는 각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도록 허가·조직할 수 없으며,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학연구원,

병원,

조산원,

의료예방센터, 지역 보건소 구역의 경계에서 100 미터 이내의 범위에 있는
장소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1. Việc bán thuốc lá phải đáp ứng các yêu cầu sau đây:
a) Doanh nghiệp, đại lý bán buôn, đại lý bán lẻ thuốc lá phải có giấy phép
bán thuốc lá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b) Người chịu trách nhiệm tại điểm bán của đại lý bán buôn, đại lý bán lẻ
thuốc lá phải treo biển thông báo không bán thuốc lá cho người chưa đủ 18
tuổi; đại lý bán lẻ, điểm bán lẻ thuốc lá không được trưng bày quá một
bao, một tút hoặc một hộp của một nhãn hiệu thuốc lá.
2. Cơ quan, tổ chức, cá nhân không được tổ chức, cho phép hoặc bán thuốc lá
tại các địa điểm quy định tại Điều 11, Điều 12, trừ điểm a khoản 1 Điều 12 của
Luật này; không được bán thuốc lá phía ngoài cổng nhà trẻ, trường mẫu giáo,
trường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phổ thông trung học, viện nghiên cứu y học,
bệnh viện, nhà hộ sinh, trung tâm y tế dự phòng, trạm y tế xã, phường, thị trấn
trong phạm vi 100 mét (m) tính từ ranh giới khuôn viên gần nhất của cơ sở đ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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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화 등에서의 흡연 묘사 금지에 관한 정책
FCTC 의 조사에 따르면, TV 와 영화에서의 흡연 묘사 및 담배 브랜드와
제품의

노출금지에

관한

권고사항을

현재

106

개

국가(세계인구의

74%)에서 채택 및 이행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2012 년 6 월 18 일
국회를 통과한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09/2012/QH13 호의
제 9 조제 2 항에서 담배의 광고·판촉을 제한하고,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를 마케팅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였으며,
2018 년 11 월 15 일부터는 영화·무대작품에서의 제작·수입·출시·배급 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의 이용 및 묘사를 금지하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령인 「베트남 영화·무대작품에서 담배를 이용하는
배우의

장면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

25/2018/TT-

BVHTTDL 호가 시행되었다.

<베트남 영화·무대작품에서 담배를 이용하는 배우의 장면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 2 조 적용대상>
예술공연을 하는 개인, 단체
영화를 제작·수입·출시·배급하는 개인, 단체
영화·무대활동 관련 개인, 단체
Tổ chức, cá nhân tổ chức biểu diễn nghệ thuật.
Tổ chức, cá nhân sản xuất phim, nhập khẩu phim, phát hành phim, phổ biến
phim.
Tổ chức, cá nhân khác có liên quan trong hoạt động sân khấu, điện ả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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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업무역부

16

는 금연환경의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하여 지정하고, 그 경우에 영화·무대작품에서 배우가
담배를 이용하는 장면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단, 예술적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그리고

영화에

예술의회

17

심의를

경우에만

담배를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장면이

담배의

이용이

과도하게

허용된다.

많다고

관할

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의 연령대에 따른 분류

받도록

하거나

담배의

폐해에

관련된

경고문을

삽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표 11> 영화·무대작품에서의 담배 이용제한에 관한 규제
분류

내용

영화·무대작품에서
담배를 이용하는
배우의 장면이
금지되는 경우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9 조에서 규정하는 엄격히 금지되는
각 행위(다음의 행위를 칭송하는 묘사의 경우 경우는 담배의 이용이
허용됨)
1. 가짜담배 및 담뱃갑, 궐련의 형태 또는 모형으로 설계된
제품을 제조·매매·수입·취득·운송하거나, 밀수된
담배·담배원료를 매매·취득·운송하는 행위
2. 담배를 광고·판촉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를 마케팅하는 행위
3. 기아 근절 및 빈곤 퇴치의 목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단체인 담배사업자가 행하는 재정적
지원
4. 만 18 세 미만인 자가 담배를 구매·이용하거나, 만 18 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5. 만 18 세 미만인 자를 담배의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
6. 만 18 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 공급하는 행위
7. 자판기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금지된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16

산업무역부(Bộ Công Thương)는 베트남의 정부기관으로 기계, 전기, 신에너지, 산업·화학물질 등의 산업

및 무역에 관한 국가의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17

예술의회(Hội đồng nghệ thuật)는 중앙정부 단위와 각 성(tỉnh)·도시(thành phố) 단위의 조직으로

분류되며, 각 관할 지역의 예술 분야에 관한 프로그램, 작품의 내용·형식 및 품질 등에 관하여 자문 및 조언
역할을 하는 정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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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동용 출판물·신문에 담배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
9. 다른 사람이 담배를 이용하도록 강요, 강권하는 행위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13 조에서 규정하는 흡연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음의 행위를 칭송하는 묘사의 경우 경우는
담배의 이용이 허용됨)
1. 금연으로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
2. 실내에 아동, 여성, 임산부, 환자, 고령자가 있을 때의 흡연
3. 흡연구역에서 담배꽁초, 담뱃재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거나 공공위생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담배사업으로 성공한 개인, 단체를 칭송하는 경우
아동용 영화·무대작품에서의 이용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의 경우
실존 역사인물을 형상화하는 경우
예술적 목적으로
영화·무대작품에서
담배의 이용이
허가되는 경우

일정한 역사적 시기를 재현하는 경우
담배의 이용행위를 비판, 비난하는 경우
예술의회의 제안으로 심사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타의 예술적 목적인
경우

출처: 「영화·무대작품에서 담배를 이용하는 배우의 장면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 25/2018/TT-BVHTTDL 호,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2018.

<베트남 영화·무대작품에서 담배를 이용하는 배우의 장면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 3 조 영화·무대작품에서 담배를 이용하는 배우의 장면 제한 원칙>
1. 다음의 각 경우에는 담배를 이용하는 배우의 장면 사용이 금지된다.
a)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9 조에서 규정하는 엄격히 금지되는 다음의 각
행위 및 제 13 조에서 규정하는 흡연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표현하는 경우(단,
이 행위를 비판, 비난할 목적의 경우는 제외함)
b) 담배사업으로 성공한 개인, 단체를 칭송하는 경우
c) 아동용 영화·무대작품에서 표현하는 경우
d)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의 각 경우
2. 예술 목적으로 담배를 이용하는 배우의 장면을 표현하는 경우 이 통자 제 4 조
및 제 5 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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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hông sử dụng hình ảnh diễn viên sử dụng thuốc lá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Thể hiện hành vi bị nghiêm cấm quy định tại Điều 9 và hành vi vi phạm
nghĩa vụ của người hút thuốc lá quy định tại Điều 13 của Luật Phòng, chống
tác hại của thuốc lá, trừ trường hợp nhằm phê phán, lên án các hành vi
này;
b) Ca ngợi tổ chức, cá nhân thành công từ sản xuất, kinh doanh thuốc lá;
c) Thể hiện trong tác phẩm sân khấu, điện ảnh dành cho trẻ em;
d) Các trường hợp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Việc sử dụng hình ảnh diễn viên sử dụng thuốc lá nhằm mục đích nghệ thuật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4 và Điều 5 Thông tư này.

<베트남 영화·무대작품에서 담배를 이용하는 배우의 장면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 4 조 무대작품에서 예술적 목적으로 담배를 이용하는 배우>
1. 배우는 다음의 각 경우에 무대작품에서 예술적 목적으로 담배를 이용할 수
있다.
a) 실존 역사인물을 형상화하는 경우
b) 일정한 역사적 시기를 재현하는 경우
c) 담배의 이용행위를 비판, 비난하는 경우
d) 예술의회의 제안으로 심사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타의 예술적 목적인 경우
2. 예술적 목적으로 담배를 이용 시 배우가 무대 위에서 실제로 흡연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1. Diễn viên được sử dụng thuốc lá nhằm mục đích nghệ thuật trong tác phẩm
sân khấu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Khắc họa hình tượng nhân vật lịch sử có thật;
b) Tái hiện một giai đoạn lịch sử nhất định;
c) Phê phán, lên án hành vi sử dụng thuốc lá;
d) Các trường hợp nhằm mục đích nghệ thuật khác được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hấp thuận trên cơ sở đề nghị của Hội đồng nghệ thuật.
2. Khi sử dụng thuốc lá nhằm mục đích nghệ thuật, diễn viên không thực hiện
hành vi hút thuốc thật trên sân khấ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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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영화·무대작품에서 담배를 이용하는 배우의 장면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 5 조 영화작품에서 예술적 목적으로 담배를 이용하는 배우>
1. 배우는 다음의 각 경우에 영화작품에서 예술적 목적으로 담배를 이용할 수
있다.
a) 이 통자 제 4 조제 1 항제 a 호, 제 b 호 및 제 c 호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
b) 관할 의회의 제안으로 심사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타의 예술적 목적인 경우
2. 관할 의회의 평가에 따라 담배를 이용하는 배우의 장면이 많다고 결정된
영화의 경우 다음의 각 요구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a) 적절한 연령대에 따라 보급하기 위하여 분류함. 영화의 분류작업은 이
통자에 첨부된 부록의 세부내용에 근거함
b) 장면 또는 문구로 담배의 폐해에 관한 경고문을 추가함
1. Diễn viên được sử dụng thuốc lá nhằm mục đích nghệ thuật trong tác phẩm
điện ảnh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c khoản 1 Điều 4 Thông tư
này;
b) Các trường hợp nhằm mục đích nghệ thuật khác được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hấp thuận trên cơ sở đề nghị của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2. Trường hợp phim có nhiều cảnh diễn viên sử dụng thuốc lá theo đánh giá của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thì việc phổ biến phim phải bảo đảm một trong các yêu cầu
sau đây:
a) Được phân loại để phổ biến theo lứa tuổi phù hợp. Việc phân loại phim dựa
vào các tiêu chí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này;
b) Có cảnh báo sức khỏe về tác hại của thuốc lá bằng chữ hoặc hình ảnh.

IV. 금연정책 추진과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국민의 수명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시행방안에

대하여

정리한

「베트남

건강프로그램을

승인하는 정부 총리의 결정」 제 1092/QĐ-TTg 호를 지난 2018 년 9 월 2 일
공포하였다. 정부는 이 결정문을 통하여 베트남 국민의 영양상태, 체력,
담배 및 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방지·예방, 위생환경·식품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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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아동·학생·근로자·고령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지도·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건강프로그램 - 일반목표>
모든 사람이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돕는 환경을 구축하며, 베트남 국민의
신체건강, 수명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완전한 건강관리·보건업무를 제대로
수행한다.
Xây dựng môi trường hỗ trợ, tăng cường năng lực cho mỗi người dân; thực hiện
tốt công tác quản lý, chăm sóc sức khỏe toàn diện để nâng cao sức khỏe tầm
vóc, tuổi thọ và chất lượng cuộc sống của người Việt Nam.

1. 흡연율 관리 정책을 통한 주요 달성 목표
베트남 정부는 흡연율에 관한 다양한 통계 수치 중 상대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직장에서의

판단되는

간접흡연율’

이

‘남성의
세

흡연율’,

종류의

‘가정

흡연율을

내

간접흡연율’,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항목들은 담배를 직접 피우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에서
개인, 가족 및 공동체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반드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주요 항목의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정부는 2025 년과 2030 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 또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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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베트남 정부의 흡연율 정책을 통한 주요 달성 목표 (2025 년, 2030 년)
주요 목표

현재

2025 년

2030 년

성인 남성의 흡연율 감소

45.3%

37%

32.5%

가정 내 간접흡연율 감소

59.9%

50%

40%

직장에서의 간접흡연율 감소

42.6%

35%

30%

출처: 「건강프로그램을 승인하는 정부 총리의 결정」 제 1092/QĐ-TTg 호, 베트남 정부, 2018.

<베트남 건강프로그램 - 구체적 목표(흡연)>
목표 2: 개인, 가족 및 공동체의 질병예방 및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건강에 대한
보편적인 각종 위험요소를 주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 및 공동체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인식을 고취시킨다.
Mục tiêu 2: Nâng cao nhận thức, thay đổi hành vi của mỗi người dân và cộng
đồng để chủ động dự phòng các yếu tố nguy cơ phổ biến đối với sức khỏe
nhằm phòng tránh bệnh tật, bảo vệ sức khỏe cho cá nhân, gia đình và cộng
đồng.

2. 흡연율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베트남 정부는 위 3 개 항목의 흡연율 감소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2013 년에 보건의료부와 산업무역부에서 공포한 「담뱃갑의
18

건강경고인쇄·라벨 관련 지침에 대한 연석통자 」 제 05/2013/TTLT-BYTBCT 호의 개정을 통하여 담뱃갑의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할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금연규정의

철저한

이행에

관한

관리·감독은 물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20 년 1 월 1 일부터 조세조치를 통하여 현재 한 갑에 20,000 동(약

18 연석통자(Thông tư liên tịch, 通諮聯席)란, 해당기관의 권한·임무·직능범위 내에서 상급기관이 법률문건을
통하여 위임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복수의 각 부·부급 기관·정부 직속기관의 장이 함께 서명하고
공포하는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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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원)인 담배가격에 1,000 동(약 50 원)의 세액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며 2020 년과 2021 년에도 각각 담배가격의 5%에 달하는 세액을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다.

<베트남 건강프로그램 - 해결방안>
- 담뱃갑의 건강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한다.
- 중앙,

각

지방

및

공동체의

감사·조사·감찰업무를

강화한다.

「담배의
가짜담배,

폐해

방지·예방법」

밀수된

담배의

실시에

관한

방지·예방조치를

효과적으로 전개하도록 조직한다. 공공장소, 학교, 병원, 가정, 기관, 사업단위 내
금연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한다.
- 이용빈도, 대상의 감소를 위하여 특별소비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배세의 증세를
실행한다.
- Đổi mới hình ảnh và thông điệp cảnh báo sức khỏe trên vỏ bao thuốc lá.
- Tăng cường thanh tra, kiểm tra, giám sát việc thực thi Luật Phòng chống tác hại
của thuốc lá tại Trung ương, các địa phương và cộng đồng. Tổ chức triển khai
hiệu quả các biện pháp phòng, chống thuốc lá nhập lậu, thuốc lá giả. Thực hiện
triệt để và xử phạt nghiêm hành vi vi phạm quy định không hút thuốc nơi công
cộng, trường học, bệnh viện, gia đình, cơ quan, xí nghiệp.
- Thực hiện lộ trình tăng thuế thuốc lá theo Luật về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để
giảm đối tượng, mức độ sử dụng.
- Cung cấp dịch vụ tư vấn và điều trị cai nghiện thuốc lá tại các cơ sở y tế và
cộng đồng trên phạm vi toàn quốc.

V. 결론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은 ‘흡연자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다른 나라와 비교 시 흡연율이 높고 특히 성인 남성 및 청소년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가정, 직장 내에서 간접흡연의
- 32 -

피해에 노출된 사람의 비율이 전체 인구수의 절반에 달하고 있는 수치를
보더라도

현재

베트남의

담배

관련

규제정책은

적극적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베트남

보건의료부

‘담배의

방지·예방기금’의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에서는 매년 약 4 만명이 담배와 관련된 이유로 사망하고 있으며
19

2030 년에는 매년 약 7 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매년 1 조원이 넘는 자금을 흡연 관련 질병 치료에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여전히 세계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총리가 2018 년 9 월 2 일 공포한 「베트남 건강프로그램을 승인하는 정부
총리의 결정」 제 1092/QĐ-TTg 호 내용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담뱃갑의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세조치를 통하여 매년 담배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 추가로
담배 구매자에게 부담하게 할 계획이나, 우리나라 돈으로 50 원에 해당하는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담배소비를

억제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담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베트남 법령과
정책들은 그 내용이 FCTC 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FCTC 에서 규제를 권고하고 있는 대부분의 분야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는 부분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다양한 법령과 정책이 존재함에도 그
내용의 실질적인 집행 및 처벌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19

Bnews, May. 30, 2018, "Giá thuốc lá của Việt Nam nằm trong số 15 nước thấp nhất thế giới,"

<https://bnews.vn/gia-thuoc-la-cua-viet-nam-nam-trong-so-15-nuoc-thap-nhat-thegioi/86014.html> (2019.6.28.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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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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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참고자료 □
- 베트남 「헌법」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

&searchPageRowCnt=10&CTS_SEQ=35258&AST_SEQ=1087&ETC=1)

- 베트남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제 09/2012/QH13 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

&searchPageRowCnt=10&CTS_SEQ=44427&AST_SEQ=325&ETC=1)

- 베트남 「담배사업에 관한 담배의 폐해 방지·예방법 시행조치 및
일부조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3 년 6 월 27 일자 의정
제 67/2013/NĐ -CP 호의 일부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의정」
제 106/2017/NĐ -CP 호
(http://vbpl.vn/TW/Pages/vbpq-toanvan.aspx?ItemID=125822)

- 베트남 「담뱃갑의 건강경고인쇄·라벨 관련 지침에 대한 연석통자」
제 05/2013/TTLT-BYT-BCT 호
(http://vbpl.vn/TW/Pages/vbpq-toanvan.aspx?ItemID=30374)

- 베트남 「영화·무대작품에서 담배를 이용하는 배우의 장면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 25/2018/TT-BVHTTDL 호
(http://vbpl.vn/TW/Pages/vbpq-toanvan.aspx?ItemID=131593)

-

베트남 「정부의 건강프로그램을 승인하는 정부 총리의 결정」
제 1092/QĐ-TTg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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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
ss_id=2&_page=1&mode=detail&document_id=194685)

-

2015 년 세계성인담배조사(Global Adult Tobacco Survey)-베트남,
세계보건기구(WHO)
(https://www.who.int/tobacco/surveillance/survey/gats/vnm/en/)

-

남성 흡연율 통계자료(Global Health Obervatory Data Repository),
세계보건기구(WHO)
(https://www.who.int/tobacco/surveillance/survey/gats/vnm/en/)

-

담배가격 및 담뱃세에 관한 보고서(TFI report on Tobacco taxes and
prices), 세계보건기구(WHO)
(https://www.who.int/tobacco/global_report/2017/appendix-ix/en/)

-

FCTC 세계이행현황,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https://nosmk.khealth.or.kr/nsk/common/extra/ntcc/download/jsp/Page.do?d
ataIdx=17&funcType=fileManagement&pathKey1=ntcc)

-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안), 보건복지부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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